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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Korea's cultural standards are very high in the world. In line with this heightened level, Korea's beauty industry is also at a

high level. But the Barber industry in Korea is not like that. However the number of barbershops is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as

many hair salons do, and the level of barbershops is expected to improve. Therefore, we started this paper because it was determined that

new attempts and suggestions of styles were needed for men's hair styles. In order to produce the work of this study, a total of four

works were produced based on the theoretical basis of Angkor Wat's concept, the literature on hair tattoos, Internet data. The first work

based on the motive of “Nāga” in Angkor Wat is expressed by combining a ducktail and a hair tattoo. The second work based on the

“Mahābhārata” in Angkor Wat is expressed by combining a pompadour and a hair tattoo. The third work based on the tower in Phnom

Bakheng is expressed by combining iron windings and a hair tattoo. The fourth work based on the central tower in Angkor Wat is

expressed by combining iron techniques and hair tattoo. Based on the sculpting work, which is the link between architecture and men's

hair,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 male hairstyle by combining hair tattoos was shown in this study, and Barber work was worth it

compared to sculpture and other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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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0년 9월 방탄소년단(BTS)의 싱글 ‘다이너마이트’는 발매

직후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로 진입하였다. 한국의 높아진 문

화 수준에 맞춰 한국의 뷰티업계 또한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

는데, 현대 뷰티산업은 다양한 화장품 생산과 판매뿐 아니라

미용의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늘날 전 세계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Lee, 2020). 또한 Bae(2018)는 대학 커리큘럼에 미

용학과가 도입된 이후 미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고

하였다. 이렇듯 현재 한국의 문화적 수준과 더불어 뷰티산업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있다.

하지만 이용산업만큼은 예외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전국 산업세세분류별 사업체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서

미용업의 종목을 띈 총 사업체 수는 154,480곳이지만 이용업의

종목에 해당하는 총 사업체의 수는 14,679곳으로 1/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이 중 이용업 대표자의 나이가 50

대 이상인 사업체는 13,940곳이기 때문에 총 사업체 중 50대

이상의 사업자가 운영 중인 사업체를 제외한다면 젊은 연령대

의 대표자가 운영 중인 이용업 사업체의 수 즉, 이발소가 아닌

바버샵으로 추정되는 사업체는 전국에 739곳 밖에는 되지 않

는 실정인 것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한국의 남녀 성

비가 50 : 50인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용산업은 뷰티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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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현저히 뒤처져있다.최근 매체의 발달과 소수의 바버샵

이용자들을 통해 한국의 일반 남성들은 고품질의 바버샵 문화

에 점진적으로 노출 되어왔다.그렇게 대중들은 높은 수준의

작업물을 주변에서 손쉽게 접하게 되면서 바버샵에 관한 눈높

이 또한굉장히높아졌고그들의수요역시눈높이에맞춰상

향 평준화 되고있는 것이다. 남성헤어에 대한 관심은 다음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남성헤어에 관한 선행연구로 Lee(2008)는 남성 헤어스

타일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적 경향을 다원성과 다양성의

측면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트랜드를 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

도록 하였고 Son(2010)이 다양한 섹슈얼리티 현상이 나타난

2005년 이후의 젊은 남성들의 헤어스타일을 연구하였고 이후

의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이바지하였다. Jang(2011)

이 18세기 남성 가발인 앤드로지너스 헤어스타일의 사회문화

적 특성을 연구하여 남성 헤어스타일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개발에 근거를 제공하였고 Jung(2018)이 바르트의 기

호학과 신화개념을 바탕으로 남성 아이돌의 헤어스타일에 나

타난 남성성과 의미작용을 분석하여 남성 아이돌의 남성성이

가진 사회문화적 의미를 연구하였다. 이처럼 점점 한국에서 남

성 헤어에관한관심이부쩍늘었고그에관한연구도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함의된다.

이렇듯 지금은 다소 뒤처져 있는 남성헤어 시장의 수준이 점

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산업 공급자의 역할 또한 그에

걸맞게 발전해 가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용산업의 발전

가능성으로 비춰보았을 때 아직은 부족한 남성헤어 스타일에

새로운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논문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주목적

인 바버링에서의조발작업이조각작업과비슷하다는점을착

안하여 세계적인 건축,조각물인 앙코르 와트를 선정한 후에

그것을 모티브로 하여 새로운 남성 헤어스타일을 창작하려 한

다. 앙코르 와트의 조각 양식과 문양을 적용하기 위해서 앙코

르 와트의 특성을 분석하고 바버샵 실무에서 적용되는 헤어타

투, 페이드, 조발, 정발, 아이론 등의 이용기술을 접목시켜 독창

적인 남성 스타일을 제작한다. 새로운 남성 헤어스타일을 창출

함으로써 헤어디자이너 및 바버들에게 남성헤어를 만지는 일

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일에서 그치지 않고 예술인 조

각으로 접근하는 것임을 알려주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향후 남성 헤어스타일에 더

욱 다양한 시도가 있길 바라며 다양성이 중시되는 트렌드에 걸

맞게 이용산업 역시 더욱 창조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앙코르 와트의 이해

앙코르와트는세계에서가장크고아름다운종교건축물로

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7대 불가사의로 여겨지며 옛 크메르

제국의 수준 높은 건축 기술이 가장 잘 표현된 유적이다.  캄보

디아의 국기에 새겨진 건물 또한 앙코르 와트이다.

앙코르 와트의 모든 건물들은 동서를 축으로 정확한 대칭

을 이루고 있다.화랑과 방,통로들의 지붕은 곡선으로 경사지

게만들어져있는데,멀리서보면길고좁은산등성이같아보

이기도 한다(Kim et al., 2008).

앙코르와트는돌로만들어진우주의축소모형이며우주세

계의 모델을 나타낸다.중앙 탑은 우주의 중심에 위치한 신화

적인 산-메루-을 상징하는 기념비의 중심에서 솟아 있다.그곳

에 있는 다섯 개의 탑은 메루의 봉우리에 해당한다.

앙코르와트의구조를이해하기위해서는건축물들의일련

의 반복되는 디자인 요소를 알아야 한다.즉,많은 기둥들이 세

워진 회랑,탑,곡선의 지붕,상인방,계단 그리고 대칭으로 연

속되는 십자형의 공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2

개또는그이상들이높이에변화를주어가면서반복되고있다

(Kim et al., 2008).

2. 헤어타투의 이해

헤어타투(hair tattoo)를 직역하면 ‘두피 문신’이다. 본래의 헤

어타투는 의료적이고 비수술적이며 성형적인 문신으로서 넓은

헤어라인에 밀도를 더하거나 모발이식으로 인한 상처 혹은 화

상 등을 감추는 데 필요한 의료적 시술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 연구하고자 하는 헤어타투는 의료적 접근이 아닌 이·미용적

측면에서의 헤어타투이다. NCS(국가직무 능력표준)에서는 헤

어타투를 모발에 클리퍼 또는 면도기 등을 이용하여 선, 문자,

문양 등을 새기는 작업이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발에 클리퍼와 트리머, 가위를 사용하여 헤

어타투 작업을 진행한다.

3. 페이드의 이해

페이드(fade)를 직역하면 색이 바래다, 점점 희미해지다 이다.

페이드(fade)는 머리의 뒷면과 옆면에 있는 머리카락의 길이와

색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머리카락이 모두 같은 길이로

잘려나간 것이 아니며, 길이의 변화가 혼합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페이드의 레벨은 가장 짧은 부분의 머리카락이 머리의 어느

지점까지 올라와 있는지와 더 긴 기장의 머리카락으로 전환되

는 지점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3. 남성 헤어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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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성 헤어스타일은 단발령 이후 서양식 헤어스타일이

도입되었고, 시대가 지남에 따라 미의 중요성 및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변천이 이루어졌다. 경제발전

과 맞물려 헤어스타일은 더욱 다양해졌고 도구와 약제의 발달

및 기술의 향상으로 창조적인 스타일의 연출이 가능해졌다. 한

편 매체의 발달은 해외의 남성 헤어스타일이 국내에 도입되는

것을 가능케 하여 유행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오늘날엔 누군가

에게 영향을 받는 유행이 아닌 각자의 개성있는 스타일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Lee, 2004). 빠르게 변화하고 자기 개성이 강한

현대인들에게 헤어스타일은 미에 대한 욕구와 개성을 표현해

주는 도구의 개념을 넘어 예술적인 도구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항상 새롭고 독창적인 헤어스타일이 추구되고 창출된다(Kim,

2016).

III. 내용 및 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앙코르 와트의 조각 양식과 문양을 모티브 삼

아 남성 헤어스타일의 컨셉을 추출 한 후 헤어타투와 페이드를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남성헤어를 제작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인터

넷, 관련 서적, 선행 논문 등을 통해 충분히 준비를 한 후 구조

적 특성을 분석하여 작품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제시하였다.

둘째, 이론적 배경에서는 앙코르 와트의 개요와 헤어타투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셋째, 내용 및 방법에서는 연구방법을 서술하고 작품의 재료

를 테이블로써 기재하였다.

넷째, 결과 및 고찰에서는 새로운 남성 헤어스타일 제작 과

정으로 앙코르 와트를 모티브로 삼아 총 4 작품을 제작하였다.

다섯째, 연구의 최종 결론을 제시하였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2. 작품의 재료

작품을 제작할 때 사용된 재료 및 기기는 <Table 1> 과 같다.

IV. 결과 및 고찰

1. 작품 의도 및 제작과정

본 연구에서는 앙코르 와트의 건축물을 모티브로 하여 헤어

타투와 접목시켜 새롭게 재창조하여 남성헤어를 디자인하고자

한다. 앙코르 와트의 조각 양식과 문양에서 아름답다고 생각되

는 모티브 4가지-나가(Nāga), 마하바라타, 프놈 바켕, 앙코르

와트 중앙탑-를 선택한 후 남성헤어에 적용하여 조형적 아름다

움과 멋을 표현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각 작품에 대한 모티브는 <Table 2>와 같다.

1) 작품 1

(1) 작품제작 의도

작품 1은 <Table 2>의 Fig. 1, Fig. 2와 같이 앙코르 와트 사원

에 있는 나가 조각상을 모티브로 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크메르 문화에서 나가(Nāga)는 인간과 신의 영역 사이의 다

리를 의미하며 그들을 해치려는 보이지 않는 힘, 신, 다른 인간

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을 한다.

남성의 에너지, 무한성, 영원성, 불멸성을 상징하는 다섯 머

리의 나가를 형상화하였다. 

(2) 작품제작과정 및 완성작품

작품 1은 나가의 형상이 될 부분과 헤어타투가 들어갈 부분

을 나누어 준 후 작품을 제작하였다. 다섯 머리의 나가를 표현

하기 위해 프론트 라인을 5등분 하였고 백부분은 꼬리의 모양

을 형상화하였다. 뱀의 형상은 각각 패널을 만들어서 표현하였

고 뱀의 꼬리 부분은 이발소에서 포마드로 남성의 백부분 스타

일링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덕테일(duck tail)을 활용하였다.

헤어타투는 나가의 곡선 쉐이프와 대비되는 직선을 방사형으

로 배치하여 나가의 역동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헤어타투 작업이 이루어진 부분에 바버링에서 자주

쓰이는 페이드 작업을 추가하여 주었다.

작품의 제작과정은 <Table 3>과 같고, 완성작품은 <Table 4>

와 같다.

2) 작품 2

(1) 작품제작 의도

작품 2는 <Table 2>의 Fig. 3, Fig. 4와 같이 앙코르 와트 사

원의 벽에 조각된 마하바라타를 모티브로 하여 작품을 제작하

였다.

Table 1. Materials of Work

Material Details Brand/Origin

Mannequin Short cut Moris/Korea

Clipper Magic clip Wahl/USA

Trimmer Slim Line Pro Andis/USA

Comb Barber Comb Wahl/USA

Iron 12mm, 18mm I-tech/Korea

Pomade Reuzel Pink Reuzel/USA

Tonic Grooming tonic Reuzel/USA

Spray Re-shaper Sebastian/UK

Brush Denman brush Denma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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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바라타는 ‘위대한 바라타 왕조’라는 뜻으로 인도의 3대

고대 서사시 가운데 하나이다. 앙코르 와트의 전면 출입구의

오른쪽 벽면에 있는 부조로서 쿠르크셰트라 전투를 묘사한 장

면이다. 앙코르 와트는 본디 힌두교 사원이었으므로 인도의 서

사시가 벽면에 조각되어 있다 해서 이상한 것은 아니다. 쿠르

크셰트라 전투에서의 병사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Table 2. Works Motives and Illustrations

Work Number Motive Concept

Work 1 :
Nāga

Energy, Infinity, Eternity, Fancy, 
Dynamic, Contrast

Fig 1. Fig 2.

     Nāga https://blog.naver.com/neuro412/221982160901

Work 2 :

Mahabharata

Great, Warlike, Honest, Hard, 

Lavish, Confident

Fig 3. Fig 4.

     Mahabharata https://blog.naver.com/caspermjc/30068316834

Work 3 :
Phnom Bakheng

Quiet, Stable, Solid, 
Faint, Peaceful

Fig 5. Fig 6.

     Phnom Bakheng https://blog.naver.com/saecomi/110140808100

Work 4 :
Angkor Wat Central 

Tower

Tall, Gather, Stacked, 
Extreme, Authoritative

Fig 7. Fig 8.

     Angkor Wat Central Tower
     https://blog.naver.com/chocolat0423/220950010610



앙코르 와트를 모티브로 한 남성스타일 제안 연구 961

(2) 작품제작과정 및 완성작품

작품 2는 병사의 머리를 형상화한 부분과 헤어타투가 들어

갈 부분을 나누어 준 후 작품을 제작하였다. 병사의 머리를 형

상화하기 위해 앞머리를 가이드로 설정하고 레이어드 커트를

진행하였다. 풍성한 볼륨감을 주기 위해 바버샵에서 볼륨감을

연출할 때 사용하는 퐁파두르 스타일을 활용하였다. 또한, 앙

코르 사원은 돌을 쌓아 올린 것이기에 헤어타투 작업으로 켜켜

이 쌓인 벽돌들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앙코르에서의 일출, 일

몰을 표현하기 위해 아래쪽이 밝은 페이드 작업을 추가하여 주

었다.

작품의 제작과정은 <Table 5>와 같고, 완성작품은 <Table 6>

과 같다.

3) 작품 3

(1) 작품제작 의도

작품 3은 <Table 2>의 Fig. 5, Fig. 6과 같이 프놈 바켕에 있는

Table 3. Procedures of Work 1

Process Explanation Process Explanation

① After dividing the two-block 
section, trim the sides and back to 

3 guard(10mm)

④ After applying grooming tonic, 
dry it with a denman brush to 

accentuate the volume and then 
apply pomade.

② Use a trimmer to get a hair 
tattoo and add fade around the ear-

top point.

⑤ Panel the hairline by dividing it 
into five triangular sections.

③ Layered cuts from center to 
back, gradation cuts from back to 

nape.

⑥ Use a comb to make the back 
part with a Ducktail, fix it with a 

spray, and remove the pin curl pin.

Table 4. A Final work of Nāga

Work 1. Nāga

Front Left side Right sid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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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쁘라삿)을 모티브로 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프놈 바켕은 캄보디아에 있는 탑산 형식의 힌두교 사원이다.

꼭대기에는 평평한 언덕이 있어서 앙코르 와트의 석양 노을과

일몰을 구경하는 장소로 유명하다. 본래 108개가 존재했었다

는 프놈 바켕의 탑(쁘라삿)을 형상화하였다.

(2) 작품제작과정 및 완성작품

작품 3은 프놈 바켕의 탑이 될 부분과 헤어타투가 들어갈 부

분을 나누어 준 후 작품을 제작하였다. 탑의 형상은 바버샵에

서 사용하는 아이론기법을 원형으로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또

한 프놈 바켕의 탑은 돌을 쌓아 올린 것이기에 헤어타투 작업

으로 켜켜이 쌓인 벽돌들을 표현하였다. 또한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을 표현하기 위해 위쪽이 밝은 페이드 작업을 추가하여 주

었다.

작품의 제작과정은 <Table 7>과 같고, 완성작품은 <Table 8>

와 같다.

4) 작품 4

Table 5. Procedures of Work 2

Process Explanation Process Explanation

① After dividing the two-block 
section, trim the sides and back to 

2guard(6mm).

④ The top part proceeds with a 
layer cut so that the fade on the 
back and the hair on the top are 

naturally connected.

② Fade except for the part where 
the hair tattoo at the bottom of the 

section will fit.

⑤ After applying grooming tonic, 
dry with a denman brush to keep 

the volume up.

③ Hair tattoos work in a plaid 
pattern like a pile of stones.

⑥ After applying enough pomade, 
brush it so that the volume does 

not die. The back looks like a 
ducktail.

Table 6. A Final work of Mahabharata

Work 2. Mahabharata

Front Left side Right sid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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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품제작 의도

작품 4는 <Table 2>의 Fig. 7, Fig. 8과 같이 앙코르 와트 사원

에 있는 중앙탑을 모티브로 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앙코르 와트는 크게 산처럼 생긴 탑들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회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이 탑들은 불교 신들의 고향

인 수미산을 상징한다. 사원 정중앙에는 4개의 탑이 1개의 중

앙탑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

앙코르 와트의 중앙탑을 형상화하였다.

(2) 작품제작과정 및 완성작품

작품 4는 앙코르 와트의 중앙탑이 될 부분과 헤어타투가 들

어갈 부분을 나누어 준 후 작품을 제작하였다. 탑의 형상은 바

버샵에서 사용하는 아이론기법과 플랫 아이론을 활용하여 표

현하였다. 앙코르 사원은 돌들을 쌓아 올린 것이기에 헤어타투

작업으로 쌓아 올린 돌들을 표현하였다. 또한 앙코르 와트에서

절절 끓는 지열을 표현 하기 위해 아래쪽이 밝은 페이드 작업

을 추가하여 주었다.

작품의 제작과정은 <Table 9>과 같고, 완성작품은 <Table

10>과 같다.

Table 7. Procedures of Work 3

Process Explanation Process Explanation

① After dividing the two-block 
section, trim the sides and back to 

3 guard(10mm). The top of the 
section is done with a plaid hair 

tattoo like a pile of stones.

④ After sufficient texturing for 
the windings, start the windings 
counterclockwise using a 12mm 

iron at the top point.

② The lower part of the hair 
tattoo works in reverse fade to 

create a bright sky.

⑤ Wind in a circle, extending the 
ends of the hair 1cm away from 

the top point.

③ Cut the remaining top into a 
10cm uniform layer.

⑥ Wind the sticking out again and 
use spray to create a smooth 

surface.

Table 8. A Final work of Phnom Bakheng

Work 3. Phnom Bakheng

Front Left side Right sid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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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남성헤어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앙코르

와트를 모티브로 삼아 제작한 작품연구로 예술적인 스타일링

을 만들기 위해 헤어타투와 페이드 작업을 작품 제작에 접목시

키는 시도를 하였다. 다소 남성적일 수 있는 헤어타투와 페이

드를 한국의 바버 및 대중들에게 제시하고 한국에서 생소할 수

있는 스타일들을 보여줌으로써 미용산업과 이용산업이 함께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앙코르 와트의 개념, 헤어

타투와 남성헤어에 관한 인터넷 자료, 관련 서적, 선행 논문 등

을 통하여 이론적 근거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총 4가지

남성 헤어스타일을 제작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작품 1은 앙코르 와트에 있는 나가(Nāga)를 모티브로 바버샵

Table 9. Procedures of Work 4

Process Explanation Process Explanation

① After dividing the two-block 
section, trim the sides and back to 

3 guard(10mm). The top of the 
section is done with a plaid hair 

tattoo like a pile of stones.

④ Cut the inner section 5cm 
longer than the previous section. 

Cut the round section four times in 

total.

② The lower part of the hair 
tattoo is fading from bottom to top 

to create hot geothermal heat.

⑤ After sufficient application of 
grooming tonic, use a denman 

brush to dry all the hair up.

③ Divide the distance from the 
two-block section to the top point 

into quarters, circle the section, 
and proceed with the cut from the 

outermost section.

⑥ After applying enough pomade, 
pull up all the hair using flat iron. 

Using 18mm iron, add C-curl 

inward and fix with spray.

Table 10. A Final work of Central Tower

Work 4. Angkor Wat Central Tower

Front Left side Right side Back



앙코르 와트를 모티브로 한 남성스타일 제안 연구 965

에서 자주 쓰이는 덕테일과 헤어타투를 접목시켜 표현하였다.

둥근 곡선이 두드러지는 탑부분의 디자인과 대비되는 헤어타

투를 통해 화려하고 역동적인 선이 강조되는 스타일이다.

작품 2는 앙코르 와트에 있는 부조 마하바라타를 모티브로

바버샵에서 자주 쓰이는 퐁파두르와 헤어타투를 접목시켜 표

현하였다. 큰 덩어리감이 차지하는 탑부분의 디자인과 대비되

는 정밀한 헤어타투와 페이드 작업이 우직하고 단단해 보이는

스타일이다.

작품 3은 프놈 바켕의 탑을 모티브로 하여 바버샵에서 자주

쓰이는 아이론 와인딩과 헤어타투를 접목시켜 표현하였다. 곡

선이 주를 이루는 탑부분과 대비되는 각진 헤어타투와 페이드

작업이 안정되어 보이고 튼튼해 보이는 스타일이다.

작품 4는 앙코르 와트의 중앙탑을 모티브로 하여 바버샵에

서 자주 쓰이는 아이론 기법과 헤어타투를 접목시켜 표현하였

다. 탑부분의 층과 헤어타투의 층이 조화를 이루었으나 다소

파격적인 스타일이다.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 등이 부족하여 앙코르 와트를 모티브

로한 남성 헤어스타일을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과 남성헤어의 연결고리인 조각 작업을

토대로 하여 바버샵에서 사용되는 헤어타투, 페이드 등의 기법

을 활용하여 새로운 남성 헤어스타일을 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제시할 수 있었고 이용 작업이 조각을 비롯한 다른 예술

과 견주어 볼 때 충분한 작품으로써의 활용가치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남성 헤어스타일에 건출물을 비

롯한 다른 분야의 작업물들이 쉽게 적용되길 바라며 그로 인해

새로운 헤어스타일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미용사 및 이용사

의 예술가적 기질을 일깨우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 또한, 본 연

구가 다양성이 중시되는 트렌드에 맞춰 향후 창의적이고 예술

적인 남성 헤어스타일을 개발하는 것에 기초자료로 사용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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